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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낭종 배액술이 필요하였던 

가성낭종을 동반한 자가면역 췌장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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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mmune Pancreatitis Featuring a Pseudocyst Requiring Drainage
despite Steroid Therapy

Jae Cheol Park, Hyeon-Su Im, Yewon Kang, Hyo-Ju Son, Kyung Hwa Jung, Jisoo Han, and Myung-Hwan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utoimmune pancreatitis (AIP) is rarely associated with pancreatic pseudocysts. AIP-associated pseudocysts requiring drainage 

despite steroid therapy are rather rare. We report a case of AIP with an infected pseudocyst requiring drainage despite steroid 

therapy. A 68-year-old male was diagnosed with AIP via pancreatic imaging, a high serum immunoglobulin G4 level, and steroid 

responsiveness. The AIP was accompanied by a pancreatic pseudocyst. Steroid therapy was prescribed, but the pancreatic pseudo-

cyst became aggravated during steroid tapering. Endoscopic ultrasonography-guided cyst drainage was required; the pseudocyst 

then became completely resolved.  (Korean J Med 2018;93:56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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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가면역 췌장염(autoimmune pancreatitis)은 국내에서 저

자 등에 의하여 2002년에 첫 증례가 보고된 이후[1], 매년 전

국에서 관련 증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자가면역 췌장

염은 췌실질의 전반적인 종대, 주췌관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 

등이 특징적이며, 자가면역 췌장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췌장 가성낭종(pseudocyst)은 매우 드물다[2].

자가면역 췌장염 환자에서 가성낭종이 동반된 국내 증례

는 저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문헌상 총 3예가 보고되었다. 두 

증례는 자가면역 췌장염 첫 진단 당시 가성낭종이 동반되었

던 경우로, 스테로이드 치료만으로 가성낭종이 호전된 경우

였다[3,4]. 나머지 한 증례는 스테로이드 치료로 가성낭종이 

호전되지 않아 낭종 배액술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본 증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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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uted tomography (CT) findings at initial admission. CT revealed (A) pancreatic head/neck enlargement (arrowheads) with
bile duct dilatation, (B) mild upstream pancreatic duct dilatation (arrow), and (C) a pancreatic cystic lesion (arrow) in the tail.

Figure 2.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find-
ings at initial admission. (A) Diffuse irregular narrowing of the 
main pancreatic duct, particularly the head and neck regions 
(arrows), was evident; as was (B) a cystic lesion (arrow) communi-
cating with the pancreatic duct tail. 

는 달리, 스테로이드 유지 요법 중에 가성낭종이 발생한 경

우로서 computed tomography (CT)상 췌실질의 석회화가 보

이는 등 자가면역 췌장염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였다[5]. 본 

저자들은, 자가면역 췌장염 첫 진단 당시에 가성낭종이 동반

된 경우로, 스테로이드 감량 중에 가성낭종의 크기가 커지

고, 이차 감염이 발생하여 초음파내시경(endoscopic ultra-

sonography, EUS) 유도하 낭종 배액술이 필요하였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68세 남자가 1주 전부터 시작된 복부 불편감 및 황달로 내

원하였다. 활력 징후는 혈압 147/82 mmHg, 맥박 96회/분, 호

흡수 20회/분, 체온 35.9°C였다. 3년 전 당뇨병, 2년 전 고혈

압을 진단받아 치료 중이었으며, 1주에 소주 2병 정도 마시

며, 15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신체 검사에서 공막 황달이 

관찰되었으나, 복부 압통 및 반발통은 없었으며, 복부 종괴 

또한 만져지지 않았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5,300/mm³, 혈색소 14.8 g/dL, 혈소

판 293,000/mm³였으며, 간생화학 검사에서 aspartate amino-

transferase (AST) 46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84 

IU/L, alkaline phosphatase 223 IU/L, γ-glutamyltranspeptidase 365 

IU/L, 총 빌리루빈 19.2 mg/dL, 직접 빌리루빈 9.3 mg/dL로 

폐쇄성 황달이 있었고, 아밀라아제 122 U/L, 리파아제 269 U/L로 

췌장 효소가 증가되어 있었다. 혈청면역 검사에서 혈청 면역글

로불린 G (immunoglobulin G, IgG) 3,270 mg/dL (700-1,600), 

혈청 IgG4 280 mg/dL (6-121)로 증가되어 있었다. 복부 CT에서

는 췌장의 두부와 경부가 커지고, 담관의 확장 소견이 관찰되었

으며(Fig. 1A), 췌장 체부의 주췌관 확장(Fig. 1B) 그리고 미부의 

췌장 낭종이 확인되었다(Fig. 1C). 내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에서는 

주췌관의 전반적인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으며, 특히 두부

와 경부의 췌관 협착이 심해 보였다(Fig. 2A). 또한, 췌장 미부의 

주췌관과 연결되는 낭성 병변이 조영되었다(Fig. 2B). 그리고 

총담관 협착 소견을 보였으며, 근위부 담관의 확장이 관찰되어, 

황달 해소 목적으로 총담관에 플라스틱 스텐트(COOK, 

Cotton-Leung, Wilson-Cook Medical Corporation, Winston-Salem, 

NC, USA; 10 Fr, 7 cm)를 삽입하였다.

이상에서 자가면역 췌장염을 진단하였으며, 동반된 가성

A B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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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ollow-up images obtained after steroid administration.
Computed tomography (CT) performed 2 weeks after commence-
ment of steroid therapy (30 mg/day) revealed (A) a reduction in the
extent of pancreatic head enlargement (B) but an enlarged pseudo-
cyst (arrow). Four weeks later, follow-up CT performed during ste-
roid tapering (to 20 mg/day) revealed (C) a new pseudocyst adjacent
to the gastric fundus (arrow). (D) Endoscopic retrograde chol-
angiopancreatography showed reduced narrowing of the pancreatic
duct, but a pseudocyst was still apparent in the tail (arrows).

Figure 4. Endoscopic drainage of the infected pseudocyst. (A) 
Endoscopic ultrasonography revealed a cyst approximately 6 cm 
in diameter. (B) The cyst was punctured and pus gushed out. (C)
A gastrocystic stent was placed. (D) The post-procedural X-ray 
shows the gastrocystic stent and the nasocystic drainage tube.

낭종은 크기가 작아 스테로이드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

기로 하였다. 이에 경구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하루 

30 mg씩 복용시키고, 2주 후 촬영한 CT에서는 췌장 두부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소견이 보여(Fig. 3A), 자가면역 췌장

염의 일반적인 경과에 합당하였으나, 미부의 낭종은 다소 증

가한 것으로(21 mm → 26 mm) 보였다(Fig. 3B). 이후에도 2주 

동안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30 mg으로 더 유지하여 총 4주 

동안 투여 후, 하루 20 mg으로 감량하였다. 환자는 스테로이

드를 20 mg으로 감량한지 보름 후에 발생한 발열, 복통으로 

본원에 재입원하였다. CT에서는 위저부(gastric fundus)의 후

방으로 약 6 cm 크기의 가성낭종이 새로 확인되었다(Fig. 

3C). 내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에서 주췌관 협착은 스테로

이드 투여 전에 비하여 호전된 소견을 보였으나, 미부의 가

성낭종은 여전히 조영되었다(Fig. 3D). 새롭게 생긴 가성낭

종에 대하여 초음파내시경 유도하에 낭종을 천자하였으며 

다량의 고름이 배출되었다(Fig. 4A and 4B). 위와 낭종 간에 

스텐트(COOK, 7 Fr, 5 cm, double pig-tail plastic stent)를 삽입

하였으며, 낭종내 고름의 원활한 배액을 위하여 비낭종관

(COOK, 5 Fr, nasocytic drainage tube)을 추가로 거치하였다

(Fig. 4C and 4D). 낭액 검사 결과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1.3 ng/mL, 아밀라아제 101 U/L, 리파아제 578 U/L로 

측정되었다. 이후 영상에서 호전되는 소견을 보여 비낭종관

을 제거하고, 경구 프레드니솔론은 하루 20 mg으로 유지한 

채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 경과 관찰하였으며, 경구 프레드

니솔론은 하루 5 mg까지 감량하여 유지 중으로, 위낭종 배액

관 삽입 2개월 후 내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재시행하여 

주췌관 협착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췌장 미부에서 더 

이상의 조영제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낭종 배액관을 제

거하였다.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지 14개월 후의 CT에서는 

췌장의 부종이 정상화되었으며(Fig. 5A), 췌장 및 주변의 가

성낭종도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Fig. 5B and 5C).

고 찰

본 환자는 특징적인 췌관 조영 소견, 혈중 IgG4의 증가, 

A BA B

C D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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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ollow-up computed tomography images taken 14 months after steroid administration. The images reveal (A) near-normalization
of the pancreatic enlargement (arrow), (B) the lack of a pseudocyst at the pancreatic tail (arrow), and (C) resolution of the pseudocyst adjacent
to the gastric fundus.

스테로이드 투여 후 췌장 영상 소견의 호전을 종합하여 자가

면역 췌장염으로 확진하였다. 자가면역 췌장염에서는 췌장 

가성낭종의 동반은 매우 드물다[2]. 본 증례의 경우, 내시경

역행성담췌관조영술상 췌장 미부에 주췌관과 연결된 낭성 

병변이 확인되었고, 자가면역 췌장염을 진단한 상황에서, 가

성낭종 또는 췌관내 유두상 점액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등을 감별할 필요가 있었다. 본 환

자의 경우, 추적 관찰한 췌장 영상 소견에서(Fig. 5) 낭종 배

액술만으로 낭종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므로, 췌관내 유두상 

점액종양이 아니라 가성낭종임을 알 수 있다.

환자는 매주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력이 있어 알코

올성 췌장염을 감별해야 하였다. 알코올성 췌장염에서의 주

췌관 변화는 불규칙한 확장 소견이 주된 소견이나, 본 증례

에서는 주췌관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이 보였다. 그리고 진단 

당시 췌장 실질의 석회화나 췌관 결석, 췌실질의 위축 등이 

보이지 않았고, 이전 췌장염 병력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스

테로이드 투여 후 주췌관 협착이 회복된 것을 보면(Fig. 3D), 

이 환자의 췌장 영상 소견 이상은 자가면역 췌장염에 의한 

변화로 확인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자가면역 췌장염에 동반된 가성낭종의 국내 증

례는 총 3예가 있다. 한 증례는 자가면역 췌장염 진단 당시 

가성낭종이 동반되었으며, 프레드니솔론을 경구 복용시켜 3개

월 후 가성낭종이 호전됨을 확인하였던 경우였다[3]. 다른 

한 증례는 자가면역 췌장염 진단 당시 췌장 가성낭종 및 췌

장 복수(pancreatic ascites)가 동반된 경우로 내시경역행성담

췌관조영술에서 췌장 미부의 췌관에서 조영제 누출이 관찰

되었고, 췌관내 스텐트 삽입 및 프레드니솔론 경구 투여로 

3개월 후 복수 및 가성낭종이 완전히 소실된 것을 확인한 증

례였다[4]. 나머지 한 증례[5]는 저용량(하루 10 mg)의 스테

로이드로 유지 요법을 적용하던 중에 가성낭종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를 증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내시경적 배액술까

지 하였던 경우이다. 이 증례는 췌실질의 석회화 소견이 보

이는 등 상당히 진행한 자가면역 췌장염으로 판단되며, 섬유

화가 심하여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

된다[6]. 한편 외국 증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스테로

이드만으로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4,7]. 가성낭종이 스테로

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자가면역 췌장염의 이환 기간

이 길거나, 가성낭종의 크기가 큰 경우라는 보고가 있다[4,5]. 

우리 증례의 경우는 자가면역 췌장염 첫 진단이라 이환 기간

이 길지 않았고, 가성낭종의 크기가 처음에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감량 중에 가성낭종이 악화되었다. 경

구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30 mg에서 한 달 만에 20 mg으로 

감량하였는데, 주췌관 협착의 완전 관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에 감량을 시작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7].

본 증례 보고의 의의는 자가면역 췌장염 환자에서 드물지

만 가성낭종이 동반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한 것에 있다. 실

제로 자가면역 췌장염에 동반된 가성낭종을 낭성종양(cystic 

neoplasm)으로 오인하여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예도 있다[2]. 

자가면역 췌장염에서 동반된 가성낭종은 많은 경우에서 스

테로이드 투여만으로 소실되거나 호전되므로 일단 스테로이

드를 먼저 사용하여 보고 가성낭종이 악화되는 경우 우리 증

례와 같이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낭종 배액술을 스테로이

드에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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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가면역 췌장염 환자에서 드물지만 가성낭종이 동반될 

수 있다. 자가면역 췌장염에 동반된 가성낭종은 대부분 스테

로이드 투여만으로 소실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증례

에서는 스테로이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가성낭종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이차적으로 낭종내 감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초

음파내시경을 이용하여 낭종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가성낭종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중심 단어: 췌장 가성낭종; 자가면역 췌장염; 스테로이드; 

배액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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